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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GMMBA700202 경제학연구 1교시 유병욱 전공선택 GMMBA728200 경영혁신사례연구 1교시 김명형

공통과목 GMMBA738400 사례연구방법론 1교시 이경하 전공선택 GMMBA709700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1교시 김동원

공통과목 GMMBA700404 연구조사방법론 1교시 송상호 전공선택 GMMBA736300 인간과문화경영 1교시 김태경

공통과목 GMMBA700309 회계학연구 1교시 박성욱, 김용기 전공선택 GMMBA725701 인문학과 경영 1교시 이동규

공통필수 GMMBA700600 마케팅관리론 1교시 강준식 전공선택 GMMBA720000 글로벌 창업서비스 사례연구 1교시 안상준

공통필수 GMMBA702400 소비자행동론 1교시 김형재 전공선택 GMMBA706906 리더십연구 1교시 서규훈

공통필수 GMMBA702805 전략적인적자원관리 1교시 장동인 전공선택 GMMBA727300 스타트업창업론 1교시 이명열

전공선택 ACMBA703300 문화도시정책 1교시 나도삼 전공선택 GMMBA714600 와인산업과 문화경영 1교시 정강목

전공선택 GMMBA741000 CEO명품경영세미나 1교시 박희수 전공선택 GMMBA732800 빅데이터실무분석 1교시 김민용

전공선택 GMMBA743200 벤처창업컨설팅 1교시 최주철 전공선택 CMMBA700100 6차산업연구조사론 1교시 권오병

전공선택 GMMBA708400 가치혁신전략 1교시 서규훈 전공선택 GMMBA741300 기후변화대응농업전략 1교시 이춘신

전공선택 GMMBA721400 문화와 감성경영 1교시 조주옥 전공선택 GMMBA741100 산림자원과6차산업 1교시 최호림

전공선택 GMMBA715200 역발상전략론 1교시 이명열

전공선택 GMMBA722001 인간관계론 1교시 안상준

전공선택 ECMBA700300 e커머스마케팅경영 1교시 신광수

전공선택 GMMBA727100 기술경영 1교시 임헌진

전공선택 GMMBA741200 6차산업치유농업 1교시 정길수

전공선택 GMMBA741400 6차산업혁신론 1교시 김진수

공통필수 GMMBA737900 AI비즈니스개론 2교시 권호천 공통과목 GMMBA700406 연구조사방법론 2교시 유건우

공통필수 GMMBA703802 경영전략론 2교시 송상호 공통필수 GMMBA737902 AI비즈니스개론 2교시 황보유정

공통과목 GMMBA700100 경영학연구 2교시 박용승 공통필수 GMMBA700610 마케팅관리론 2교시 조서환

공통필수 GMMBA702801 전략적인적자원관리 2교시 김용태 공통필수 GMMBA700902 조직행동론 2교시 안찬민

전공선택 GMMBA732500 서비스융합산업디자인 2교시 조안진 전공선택 GMMBA742300 메타버스경영 2교시 김상균

전공선택 GMMBA712902 고객관계관리 2교시 최일영 전공선택 GMMBA740800 유통마케팅 2교시 강창동

전공선택 GMMBA740900 서비스품질경영 2교시 김광용 전공선택 GMMBA737001 재무제표분석 2교시 이천화

전공선택 GMMBA706904 리더십연구 2교시 김양호 전공선택 GMMBA732400 글로벌콘텐츠세미나 2교시 조선옥

전공선택 GMMBA743100 심리컨설팅 2교시 김동철 전공선택 GMMBA732600 영업마케팅관리론 2교시 박용흠

전공선택 GMMBA732300 IMC전략 2교시 윤성훈 전공선택 GMMBA722002 인간관계론 2교시 안상준

전공선택 GMMBA726900 경영혁신론 2교시 박용흠 전공선택 ECMBA700100 스마트물류관리론 2교시 신광수

전공선택 GMMBA705600 브랜드마케팅 2교시 안상준 전공선택 GMMBA720700 6차산업화컨설팅 2교시 김진수

전공선택 GMMBA710300 융복합산업가치론 2교시 서혜승

전공선택 GMMBA719900 해외 6차산업법규 및 정책 2교시 김진수

2022.02.18

2022학년도 1학기  경영대학원  토요일 강의시간표(서울캠퍼스)

요

일

※ 토요일 후반기 강의는 전산상으로 강의 요일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으나(전산상 금요일로 표시됨), 실제 강의는 첨부된 시간표대로 토요일에 진행되니

   수강생들께서는 수강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산 상으로 토요일 강의의 전·후반기 중복입력이 지원되지 않아 수강생의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한 방법이니, 양해 바랍니다. )

토

※ 강좌별 강의방식(대면/비대면)은 강의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오니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공기초과목(3과목) 및 공통필수과목(3과목)을 이수하고 논문(6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6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36 학점 이상 이수
 2. 전공시험에 모두 통과
 3. 위의 사항은 모든 재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전반기 : 3월 5일 - 04월 23일

1교시(10:00~13:00) / 2교시(14:00~17:00)

<2014학년도 9월 이후 졸업 요건>

후반기 : 04월 30일 - 06월 18일

1교시(10:00~13:00) / 2교시(14:00~17:00)


